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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의 목 은 glutamic acid, linoleic acid, 연밥의 ethyl acetate 조추출물 ethyl alcohol 조추출

물의항산화효과를알아보고자하 다. 항산화능을 알아보고자 DPPH 라디칼 소거능, 지질과산화능 슈퍼옥사이

드 디스뮤타제 유사활성을 측정하 다. Glutamic acid, linoleic acid, 연밥의 ethyl acetate 조추출물 ethyl

alcohol 조추출물은 농도 의존 으로 DPPH 라디칼 소거능과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유사활성을 증가시켰다.

Glutamic acid, linoleic acid, 연밥의 ethyl acetate 조추출물 ethyl alcohol 조추출물은 조군의 지질과산화의

증가에 비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반비례 양상으로 지질과산화가 감소하 다. 이상의 결과에서 연밥의 조추출물은

우수한 항산화능 물질이 존재 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융합 연구를 통한 노화 방지 련 의약품 개발 등에 응용되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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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antioxidant effect of crude extracts of

Nelumbo nucifera Gaertner. Antioxidant effect was analysed by DPPH-radical scavenging activity, lipid

peroxidation and superoxide dismutase (SOD)-like activity. DPPH-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SOD-like activity of linoleic acid, glutamic acid, ethyl acetate crude extract and ethyl alcohol crude extract

of Nelumbo nucifera Gaertner were dose-dependently increased. However, lipid peroxidation of glutamic

acid, linoleic acid, ethyl acetate crude extract and ethyl alcohol crude extract of Nelumbo nucifera Gaertner

were time-dependently decreased. The data suggests that crude extracts of Nelumbo nucifera Gaertner

may be a putative antioxidant substance and apply the development of medicine through convergenc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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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최근수명연장에따라서건강한삶의유지에 한

심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심을 반 하

듯 체내 부작용이 으며, 생리 으로 유용하고 안정

인 성분을 다량 함유한 천연물에 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천연물을 응용한 의약품과 기능성 식품 소비

의지속 인증가로그 심이반 되고있다 [1]. 그러나

인 식생활의 서구화 유해물질노출 증가에따라

각종스트 스에의한산화 스트 스는불행히도매년

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알려진바에의하면, 산화 스

트 스는체내에존재하는항산화제의조 을통하여제

거되지만 [2], 산화 스트 스에기인한산화제의 공격

과 카탈라제 (catalase), 퍼옥시다아제 (peroxidase)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superoxide dismutase, SOD)

등과 같은 효소와 비타민 E (tocopherol) 비타민 C

(ascorbic acid) 등과 같은 항산화제의 방어가 균형을 이

루지 못하면 활성산소종 (O
2-
, H2O2, OH

-
)이 조직 내에

늘어나거나[3] 항산화시스템기능이 어들게되어세포

는 세포막 손상, 단백질 DNA의 변형과 세포 기능 상

실등으로노화는물론 암이외에 각종성인병을유발하

는데지 한 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져있다 [4,5]. 지

까지 항산화제로 이용되고 있는 성분으로는 BHT와

BHA 같은 합성 항산화제가 알려져 있으나 독성이 보고

되어사용이 지되고 있는실정이다 [6]. 이와 련하여

천연항산화물질로알려진비타민E와비타민C에 한

심이증가하고있으며 [7], 더나아가항산화효능이우

수하며 인체에 무해한 새로운 천연 항산화제 발굴이 요

구되어 지고 있다.

연 (Nelumbo nucifera)은 아시아의 온 와 열 지역

에 리 분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국 연못이

나습지에서 7월부터 8월에 흰색혹은붉은색의꽃을 피

우고 9월부터 10월에는열매로연밥이열린다. 연은뿌리

기가두꺼워진연근, 연잎, 연밥 연꽃으로나뉘며이

들은 모두 약용과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8,9]. 연밥은

연실이라고도 하며 타원의 형태로 검게 익고 [10], 연밥

의 배아는 해열작용, 항고 압 신경안정 효과가 있는

데 이는 alkaloid성분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11,12].

연밥을충분히음건후, 겉껍질을벗겨분쇄한연밥

의성분에는탄수화물이 61.3 %, 단백질이 19.5 %, 지방

2.3 %, % 회분 섬유 2.1 4.1 % 로 이루어져있는것으

로 알려져 있다. 지방에는 linolenic acid가 58.3 %로, 단

백질에는 glutamic acid가 4.5 %의 높은비율로포함되어

있으며, 불포화지방산과포화지방산의비율은 79.1 : 20.9

로 보고되었다.

최근천연추출물의효능과 련된 심이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연밥에 함유되어 있는

glutamic acid, linoleic acid, 연밥의 ethyl alcohol 조추출

물와 ethyl acetate 조추출물 사이의 항산화 효과를 비교

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공

여능, 지질과산화능 슈퍼옥사이드디스뮤타제 유사활

성 측정을 시행하여 glutamic acid, linoleic acid, 연밥

ethyl alcohol 조추출물 ethyl acetate 조추출물의항산

화 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시행하 다.

2. 연 방법

2.1 실험재료

2.1.1시약

pyrogallol, α,α′- diphenyl - β - picrylhydrazyl

(DPPH), linoleic acid, Folin - Ciocalteu reagent, sodium

nitrite, ammonium thiocyanate, sulfanilic acid, α -

naphthylamine, gallic acid, glutamic acid sodium

carbonate는 Sigma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

고, 본연구에사용된기타시약은분석용등 이상에

해당하는 시약을 사용하 다.

2.1.2 연밥 물 

본 실험에서 사용한 연밥은 주시 덕진구 미동에

서 재배수확하여바람이잘통하며그늘진곳에서 건조

하 다 [Fig. 1]. 연밥은 ethyl alcohol 조추출물을 하여

10 g을, ethyl acetate 조추출을 하여 55 g을 분쇄한후

수용성 ethyl acetate과 ethyl alcohol에각각분쇄한연밥

5배량을가하여 24시간동안, 6회씩추출후, 추출액을여

지로 여과하 다. 여액은 rotatory evaporator (36 ℃)를

이용하여 농축하 고, ethyl alcohol 조추출물 2.2 g (22

%)과 ethyl acetate 조추출물 4 g (7.0 %)을 사용하 다.

[Fig. 1] Nelumbo nucifera Gae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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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Conc.(uM)
Glutamic acid Linoleic acid

Ethyl acetate

crude extract

Ethyl alcohol

crude extract

Control 2.37±0.03(100) 2.50±0.01(100) 2.28±0.01(100) 2.76±0.04(100)

1 1.34±0.01(43) 1.08±0.02(43) 1.37±0.17(40) 1.46±0.01(47)

25 1.30±0.01(45) 0.88±0.01(65)
*

1.18±0.08(48) 1.39±0.02(50)

50 1.27±0.02(47) 0.81±0.00(67)
***

0.97±0.03(57)
*

1.35±0.01(51)

75 1.22±0.08(49) 0.80±0.00(68)*** 0.84±0.03(63)*** 1.26±0.02(54)

100 1.15±0.02(51) 0.73±0.02(71)*** 0.57±0.04(75)*** 1.20±0.03(57)*

RC50 87.54 uM 32.65 uM 30.90 uM 36.37 uM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 experiments.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1 uM value: *P<0.05,
***P<0.001.

<Table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glutamic acid, linoleic acid, ethyl acetate crude extract and ethyl 

alcohol crude extract of Nelumbo nucifera Gaertner (% of control).

2.2 실험방법

2.2.1 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측

자공여능은 Blosis 방법을 통한 DPPH free radical

소거법을이용하 다 [13]. 비된 시료는메탄올에충분

히녹이고, 메탄올에녹인 0.6 mM DPPH 용액을처리하

여 실온에서 30분간 보 한후 517 nm에서 흡 도를 측

정하 다. 자공여능은 조군 흡 도를 50% 감소시키

는데필요한시료양을 RC50으로나타내었고, 100-[(시료

첨가구 흡 도/무첨가구 흡 도)×100]으로 나타내었다.

2.2.2 슈퍼 사 드 스뮤타  사 (SOD- 

like activity) 측

Marklund의 방법을 이용하여 각 농도에 시료 (0.2

mL), Tris-HCI buffer (3mL) 10 mM pyrogallol(0.2

mL)을 첨가하고 25℃에서 10분 동안 보 하 다. 1 N

HCl (1 mL)을 처리하여 반응을멈춘후, 420 nm에서흡

도를 측정하 다 [14].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유사

활성은 100-[(시료첨가구 흡 도/무첨가구흡 도)×100]

으로 나타내었다.

2.2.3 지질과산 (lipid peroxidation) 측

지질과산화는 Kikuzaki와 Nakatani의 방법을 이용하

여 측정되었다 [15]. 0.05 M phosphate buffer(pH 7, 8㎖)

와 에탄올에 녹인 2.52 % linoleic acid (4.1㎖)를 혼합한

후, 40℃에서암조건을유지시켰다. 24시간배양후, 반응

액(0.1㎖)을취하여 75%에탄올(9.7㎖)과 30% ammonium

thiocyanate(0.1 ㎖)을 혼합하 다. 3.5 % HCI 용액에 녹

인 0.02 M ferrous chloride (0.1 ㎖)을 처리하여실온에서

3분 동안 보 한 후, 50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조군은 증류수를 첨가하여 조군의 흡 도가 최고치

를 나타낼 때까지 24시간마다 흡 도를 측정하 다.

2.3 통계처리

본 실험결과는 Glutamic acid, Linoleic acid, 연밥

ethyl acetate 조추출물 ethyl alcohol 조추출물 처리

후 DPPH 라디칼소거능, 슈퍼옥사이드디스뮤타제의유

사활성, 지질과산화 측정을 알아보기 하여 얻어진 결

과값을이용하여 Students' t-test 통계처리분석하 다.

3.  연 결과

3.1 공여능

자유라디칼생성과활성산소를억제하는효과를알아

보기 하여 Glutamic acid, Linoleic acid, 연밥 ethyl

acetate 조추출물 ethyl alcohol 조추출물의 DPPH 라

디칼소거능은 조군의흡 도를 50% 환원시키는데요

구되는시료량 (RC50, 50 reduction concentration)으로측

정하 다. 그 결과 Glutamic acid, Linoleic acid, 연밥

ethyl acetate 조추출물 ethyl alcohol 조추출물은 각

87.54uM, 32.65uM, 30.90uM 36.37uM을 나타내었다.

Glutamic acid, Linoleic acid, 연밥 ethyl acetate 조추출

물 ethyl alcohol 조추출물은 table 1에서 보여주듯이

농도 의존 으로 DPPH 라디칼 소거능의 증가 속도가

비례하며 증가하 고, 각 조군과 비교한 결과 연밥

ethyl acetate 조추출물> Linoleic acid> 연밥 ethyl

alcohol 조추출물> Glutamic acid 이었다 <Table 1>.

3.2 슈퍼 사 드 스뮤타  사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유사활성을 알아보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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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Conc.(uM)
Glutamic acid Linoleic acid

Ethyl acetate

crude extract

Ethyl alcohol

crude extract

Control 0.049±0.00(100) 0.085±0.00(100) 0.149±0.00(100) 0.151±0.00(100)

1 0.044±0.00(10) 0.060±0.00(30) 0.143±0.00(04) 0.148±0.00(01)

25 0.042±0.00(16)* 0.055±0.00(36)* 0.140±0.00(06)* 0.145±0.00(03)**

50 0.039±0.00(20)** 0.052±0.00(39)** 0.137±0.01(08)** 0.141±0.01(06)**

75 0.037±0.00(24)** 0.050±0.00(42)*** 0.129±0.01(13)*** 0.133±0.01(12)***

100 0.035±0.00(30)** 0.045±0.00(47)*** 0.121±0.01(19)*** 0.124±0.01(17)***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 experiments.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1uM value: *P<0.05,
**P<0.01, ***P<0.001.

<Table 2> SOD-like activity of glutamic acid, linoleic acid, ethyl acetate crude extract and ethyl alcohol crude 

extract of Nelumbo nucifera Gaertner (% of control).

group

time
Control Glutamic acid Linoleic acid

Ethyl acetate

crude extract

Ethyl alcohol

crude extract

0 0.0015±0.0002(100) 0.002±0.0004(100) 0.002±0.0002(100) 0.002±0.0004(100) 0.003±0.0002(100)

24 0.003±0.0006(240) 0.002±0.0002(100) 0.001±0.0000(50)* 0.002±0.0003(100) 0.003±0.0002(100)

48 0.004±0.0006(300) 0.002±0.0004(100)* 0.001±0.0002(50)* 0.001±0.0003(50)** 0.002±0.0002(67)

72 0.006±0.0016(480) 0.002±0.0002(100)* 0.001±0.0002(50)* 0.001±0.0003(50)** 0.002±0.0004(67)

96 0.008±0.0012(620) 0.002±0.0004(100)* 0.001±0.0002(50)*** 0.001±0.0005(50)** 0.001±0.0000(33)***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 ± standard deviations for triplicate experiments.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1 uM value: *P<0.05,
**P<0.01, ***P<0.001.

<Table 3> Lipid peroxidation of glutamic acid, linoleic acid, ethyl acetate crude extract and ethyl alcohol crude extract 

of Nelumbo nucifera Gaertner (% of control).

여 Glutamic acid, Linoleic acid, 연밥의 ethyl acetate 조

추출물 ethyl alcohol 조추출물의 슈퍼옥사이드 디스

뮤타제 유사활성을 측정하 다. Glutamic acid, Linoleic

acid, 연밥의 ethyl acetate 조추출물 ethyl alcohol 조

추출물의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유사활성은 농도 의

존 으로 증가하 고 증가율은 비례하 다. 100 uM 에

서의증가하는경향은 Linoleic acid, Glutamic acid, 연밥

ethyl acetate 조추출물그리고연밥 ethyl alcohol 조추출

물 순이었다. 1 uM 농도의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유

사활성을 기 으로유의성을 평가한 결과 Glutamic acid

(0.042±0.00), linoleic acid (0.055±0.00), 연밥의 ethyl

acetate 조추출물 (0.140±0.00) ethyl alcohol 조추출물

(0.145±0.00)은 25uM에서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5) <Table 2>.

3.3 지질과산  측

Glutamic acid, Linoleic acid, 연밥의 ethyl acetate 조

추출물 ethyl alcohol 조추출물의지질과산화 측정 결

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Glutamic acid, Linoleic acid,

연밥의 ethyl acetate 조추출물 ethyl alcohol 조추출물

은 시간에 따라 조군 지질과산화 증가와 다르게 감소

하는경향을나타내었다. Gutamic acid, Linoleic acid, 연

밥 ethyl acetate 조추출물 ethyl alcohol 조추출물의

지질과산화능은 24 시간에각 50%, 50%, 100% 100%

를나타내었고, 96 시간에는각 100%, 50%, 50% 33%

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4 시간부터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able 3>.

4. 결론

우리나라의 1900년 후반국민 양조사결과를살펴

보면국민총 에 지의지질비율이 19.1%로 보고되었다.

이는서양인에비하면아직낮은편이라할수있지만꾸

히증가하고있으며이와 련된총지질섭취량뿐만

아니라더 나아가지방산의조 작용에도 그 심이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고에 의하면 포화지방산인 Caprylic acid, Lauric

acid, Palmitic acid Stearic acid의 DPPH 라디칼소거

능을 측정한 결과 탄소사슬 수의 증가에 따라 항산화능

이증가하 으며, Linoleic acid를포함한 n-6 불포화지방

산항산화능을 DPPH 라디칼소거능으로조사한결과농

도 의존 으로 증가하 다 [16]. 이에 반하여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은 산화 스트 스의 증가 가능성이 있으

며, 산화 스트 스는 활성산소 증가를 유발하여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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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를 증가 시킬 수 있다. 하지만 0.6～1.8g 정도의

EPA+DHA를 섭취한 사람의 경우에는 산화 스트 스

를 완화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17].

본 연구에서는 불포화지방산인 Linoleic acid를 표

물질로 사용하여 Glutamic acid, Linoleic acid, 연밥의

ethyl acetate 조추출물 ethyl alcohol 조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분석하 다. 그 결과 농도에 따

라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증가시켰으며, 증가 속도는

비례하 으며 상호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연밥 ethyl

acetate 조추출물, Linoleic acid , 연밥 ethyl alcohol 조추

출물그리고 glutamic acid의 순서의상 인효과를보

여주었다. Glutamic acid의 항산화능은다른물질과비교

하여 가장 낮은 효능을 나타내었다. 흥미롭게도 연밥 조

추출물 사이에 항산화 작용이 차이가 있었으며 ethyl

alcohol 추출물보다 ethyl acetate 추출물의 항산화 작용

이 강하게 나타났다. 분석한 연구에서 flavonoid 인

vitamin E와 kaempferol를 표 물질로 사용하고 연수의

ethyl acetate 조추출물의 항산화능을 자공여능, 지질

과산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의 유사활성을 분석

한 연구에서 연수 ethyl acetate 조추출물이 다른용매와

비교하여 더 나은 항산화 작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지방산구조와생리활성의 계, n-6 불포화지방산의 항

산화작용,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의항산화작용 연수

의 ethyl acetate 추출물의 항산화작용등의선행 보고 결

과와본연구결과를바탕으로연밥 ethyl acetate 조추출

물은 항산화능이 탁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밥의 추출물에 한 항산화 효과

를 확인하 으므로 향후 연밥 추출물의 분획과 기타 미

량의 구성성분 분석에 한 연구를 시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연구결과는천연물을이용하여항산화제의제품

개발에 응용이 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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